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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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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경제학이란어떤학문인가?

• 수학이란무엇인가? 역사란? 음악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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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• 경제(economy)

̶ 경제라는단어는 (            )하는 사람이라는의미를가진

그리스어(oikonomos)로부터유래되었다.

• 집안살림이나나라경제나수많은의사결정을내려야 한다.

̶ 가계는 각 식구의 능력,노력, 희망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

나누어 주어야한다.

̶ 사회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결정하고, 생산된 재화와

서비스를배분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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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• 희소성(scarcity)

̶ 한사회가가지고있는자원의유한성

̶ 자원은 유한하기때문에 사람들은가지고 싶은 만큼 다

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

• 경제학(economics)

̶ 한사회가희소자원을어떻게관리하는지연구하는학문

̶ 즉사람들의 (            ) 과정과상호작용, 나라경제전체에

영향을미치는변수와추세등이경제학의연구대상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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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원리

1. 모든선택에는대가가있다.

2. 선택의대가는그것을얻기위해포기한그무엇이다.

3. (          ) 판단은한계적으로이루어진다.

4. 사람들은경제적유인에반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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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본원리

5. 자유거래는모든사람을이롭게한다.

6. 일반적으로시장이경제활동을조직하는좋은수단이다.

7. 경우에따라 (        )가시장성과를개선할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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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나라경제의 작동에 관한 기본원리

8. 한나라의생활수준은그나라의생산능력에달려있다.

9. 통화량이지나치게증가하면물가는상승한다.

10. 단기적으로는인플레이션과실업사이에상충관계가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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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1: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.

• 세상에 (        ) 점심은 없다.

̶ 무엇을 얻고자하면 그 대가로무엇인가 포기해야한다.

• 학생: 경제학 공부 vs. 심리학 공부

• 부모: 가족여행 vs. 저금

• 사회: 국방 vs. 소비재 (대포 vs 버터) 

깨끗한 환경 vs. 소득증가

효율성 vs. 형평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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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• 효율성(efficiency) 

̶ 가지고 있는 (              )에서 한 사회가 최대의효과를

얻고자 하는 속성

̶ 파이의 크기를나타내는 개념

• 형평성(equality)

̶ 경제 발전의 혜택이사회 구성원에게균등하게 분배되는

속성

̶ 파이를 나누는방법에 관한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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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2: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

포기한 그 무엇이다.

• 올바른의사결정을위해서는다른대안들의편익과비용을

따져보아야한다.

̶ 대학진학과취직

• 기회비용(opportunity cost)

̶ 어떤 (            ) 위해포기한모든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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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3: 합리적 판단은 (     )적으로

이루어진다. 

• 합리적인사람(rational people)

̶ 목적을달성하기위해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최선을

다하는사람

• 한계적변화(marginal changes)

̶ 현재진행중인행동에서작은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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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• (        )적의사결정

̶ 한계적변화의편익과비용을

비교하여결정을내린다.

̶ 의사결정에따른한계편익이

한계비용보다클때만그대안을

선택

• 최적생산량, 최적고용량, 최적

소비량등에관한의사결정에이

원리가적용된다.
“이 통화의한계편익이
한계비용보다클까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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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4: 사람들은 (         ) 유인에 반응한다.

• 경제적유인(incentive)

̶ 처벌가능성이나보상과같이사람들이행동하도록

만드는그무엇을의미

̶ 경제적유인은사람들의행동에영향을미친다.

• 가격이상승하면구매자는소비를줄이고, 판매자는생산을

늘린다. 

• 정책은비용편익구조를바꾸어사람들의행동을변화시킨다.

© 2015 Cengage Learning. All Rights Reserved. May not be copied, scanned, or duplicated, in whole or in part, except for use as permitted in a 
license distributed with a certain product or service or otherwise on a password-protected website for classroom use. 17

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5: 자유거래는 모든

사람을 이롭게 한다.

• (                )는모든사람이각자가장

잘하는일에특화할수있도록

만든다.

• 그결과분업과교환이발생하고, 

거래를통해보다다양한재화와

서비스를낮은가격으로구입할수

있다.

“일주일에 5달러만내시면
엄마한테잔디깎으라는
잔소리듣지않고야구
중계를보실수있어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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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6: 일반적으로 (        )이 경제활동을

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.

• 시장경제(market economy)

̶ 수많은기업과가계가시장에서상호작용하면서분산된

의사결정에의해자원배분이이루어지는경제체제

• 아담스미스(Adam Smith)의 ‘보이지않는손’

̶ 가계와기업들이시장에서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마치

‘보이지않는손’에이끌리는것처럼행동하여바람직한

시장성과를나타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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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7: 경우에 따라 (      )가 시장 성과를

개선할 수 있다.

• 재산권(property rights)

̶ 한개인이희소자원을소유하고통제할수있는능력

• 시장실패(market failure)

̶ 시장이자유롭게기능하도록맡겨두어효율적인자원

배분을달성하지못하는경우

̶ 시장이실패할경우적절한정부정책을통해경제적

효율성을높일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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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• 외부효과(externality)

̶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경제적 후생에 영향을미치는

현상

• 시장지배력(market power)

̶ 한(혹은 소수의) 사람이나기업이 시장가격에상당한

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

•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가공평하지못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

효율성을높일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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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8: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

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.

• 국가간 (                )의격차나오랜시간에걸친한나라의

생활수준의차이는생산성의차이에기인한다. 

• 생산성(productivity)

̶ 단위노동투입으로만들어낼수있는재화와서비스의

수량

̶ 생산성이높을수록생활수준이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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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 9: 통화량이 지나치게

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.

• 인플레이션(inflation)

̶ 물가수준의전반적인상승 현상

• 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의가장

중요한 원인은통화량의 증가이다. 

통화량이증가하면 화폐가치가

하락하고물가가 상승한다.  

“조금전에줄 설때는
68센트였지만지금은
74센트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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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기본원리10: (            )는 인플레이션과 실업

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.

• 필립스 곡선(The Phillips Curve)

̶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의 단기 상충관계를나타내며, 

이는 경기순환을분석하는데매우 중요하다.

• 경기순환(business cycle) 

̶ 고용, 생산량과같은 경제활동의지표가 주기적으로

오르내리는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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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표 1.1: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
